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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assisted machining (LAM) has been researched in order to machine the silicon nitride ceramics
economically and effectively. LAM is an effective machining method by local heating of the cutting part
to the softening temperature of the silicon nitride using laser beam. When silicon nitride ceramics is heated
using a laser beam, the surface of silicon nitride ceramic is softened, oxidized and decomposed. And then
surface hardness is decreased. Through machining in low viscosity and hardness conditions, silicon nitride
was machined effectively and the life span of tool was increased. The plastic deformation was occurred
due to softening of amorphous YSiAlON above 1,000 . Transgranular fracture of β-Si3N4 was occurred
when YSiAlON was not softened, but mostly intergranular fracture was occurred by the plastic deformation
of softened YSiAl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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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어 고온 및 가혹한 조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질화규소 세라믹의 적용을 활발하
게 하기 위한 새로운 가공법의 일환으로써 레이저예열
선삭(LAM; Laser assisted machining)이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 특히 앞서 기술하였던 1보에서는 레이
저예열선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레이저에 의해 가

열된 재료의 조직적 거동을 규명하였다. 레이저가 조사
되기전 질화규소의 표면은 아주 얇은 규산염 유리층으
로 덮여져있고, 그 아래 육각봉 형상의 β-Si N 와 이
를 잇는 비정질의 YSiAl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시편을 1,000 ℃ 이상으로 가열하면 YSiAlON이
연화되기 시작하며, Si N 에 비하여 용융온도가 낮은
규산염 유리층에 의해 산소가 확산되어 산화층이 두꺼
워지기 시작한다.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 표면이 용융하
고, Si N 가 Si와 N으로 분해되어 산소와 반응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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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 유리질과 N 가스를 형성한다. N 가스는 응집되어
분출하여 시편표면의 균열 및 발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질화규소의 산화메커니즘을 근거로 공정변수
에 따른 HIPSN및 SSN의 절삭특성을 2보와 3보에서
논하였다. 레이저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표면의 온
도가 상승하여 재료의 조직적 변화가 크므로 효율적인
절삭이 가능하였으나 과도한 출력은 시편표면의 강한
산화를 유도하여 경도가 저하된다. 또한 발생되는 칩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단형 칩에서 소성변형에 의한
유동형 칩으로 전이된다. 상대적으로 질화규소 입자가
크고 기공이 많은 SSN이 HIPSN보다 쉽게 산화 및
연화되므로 SSN이 보다 쉽게 절삭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레이저예열선삭
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사용하였으며 노즈반경(nose radius)이 0.8mm, 두께
4.67mm 및 -6°의 음의경사각을 가지는 CBN 인서트
를 사용하였다.
1보 및 2보 실험에서 제작된 시편을 표면조직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단면으로 파단시켜 SEM촬영을 실시
하였고, 질화규소 모재를 직경 약 5mm의 크기로 파쇄
시켜 산소분위기의 가열로에서 100 ℃/min의 속도로
1,500 ℃까지 승온한 후 온도를 1분간 유지하고 100
℃/min의 속도로 냉각시킨 후 가열전ㆍ후의 파단면을
SEM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면분석을 실시하여 조직적
거동을 살폈다.

2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질화규소 세라믹의 파단면 관찰

앞서 2보에서 관찰하였듯이 SSN은 경우 질화규소입
자 길이는 약 7 ㎛이고, HIPSN 은 약 1.5 ㎛이다. 일
반적으로 질화규소세라믹의 산화반응은 기공의 크기와
분포정도 및 산소의 확산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입자의
크기가 크고 기공이 많은 SSN이 보다 쉽게 산화한다.
SSN의 가공전 모재와 예열처리된 시편 및 예열선삭
된 시편을 절단하여 단면을 관찰한 SEM 사진을 Fig.
1에 제시하였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레이저 가공전 질

2. 사용 재료 및 실험방법

고강도 및 높은 취성의 질화규소(Si N )를 선삭가공
에 적합한 길이 150mm 및 직경 16mm의 환봉형상으
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강도의 질화
규소 세라믹을 제작하기 위한 소결공정 중 상압소결법
을 사용한 SSN 시편을 주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열
원으로써 2.5kW급 고출력다이오드레이저(HPDL)를
3

41

4

SSN Si3N4, P = 600 W, f = 0.03 mm/rev, d = 1 mm
Treatment
Magnification

As-received SSN

A

Preheated SSN

A

Machined SSN

A
B

B

×100

B

B

B

B

C

C

×1,000

C

C

×3,000

C
Oxide layer

C
Oxide layer

Substrate

Substrate

Fig. 1 Cross sectional SEM image of as-received, preheated and machined 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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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As-received Si3N4

SEM image (×3,000)

A

SEM image (×10,000)

Analysis

a

Si3N4 at 1500

℃

Oxidized layer

B
a

b

Bloating
Substrate

(a) SEM image (× 500)

(b) N

(c) O

(d) Si

(e) Al

(f) Y

b

Bursted bloating

Si

EDS

Si

O
Al
NO

Al

Fig. 2 SEM images and EDS analyses of SSN

화규소 시편의 표면측에도 규산염 유리질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결공정 혹은 연마공정 과정에
서 표면이 산화층으로 덮이게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
다. 이를 600 W의 레이저 출력으로 예열한 표면을 관
찰하여 보면, 산화층이 모재에 비하여 두껍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소가 확산될 수 있는 층
까지 산화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600 W의 레
이저 출력으로 예열하고 0.03 mm/rev의 이송속도 및
절삭깊이 1 mm로 가공을 행한 시편의 표면을 관찰하
여 보면 규산염 유리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절삭공정 중 산화층이 대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Fig. 3 Elemental mapping of N, O, Si, Al and Y
of SSN after machining at 800 W laser
power

대기중 가열에 의한 질화규소 세라믹의 조직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화규소 세라믹을 파쇄한 뒤 대기
중에서 가열로를 이용하여 100 ℃/min의 속도로 1,500
℃까지 승온한 후 온도를 1분간 유지하고, 100 ℃/min
의 속도로 냉각시킨 후 가열전ㆍ후의 파단면을 SEM으
로 관찰하였다. Fig. 4의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가열전
질화규소 세라믹은 3,000배 사진에서 질화규소 조직과
기공분포가 확인되고 있으며, 10,000배 사진에서는 질
화규소 세라믹의 전형적인 육각봉상의 조직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1,500 ℃까지 예열하면 대부분의 조직
이 열분해 하여 산화됨으로 원래의 조직특성인 육각봉
상의 결정이 거의 사라지고 발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DS 분석결과 강력한 산화의 영향을 보여주
고 있는데, 가열전과 후의 O의 피크 값이 매우 크게 변
화하고 있으며, 가열에 의해 표면 입계 유리상으로부터
확산되어 나온 첨가제 양이온인 Al과 Y의 피크 값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SSN 세라믹의 경우 HIPSN 에
비하여 열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1,400 ℃(1기압) 이상
부터 질화규소가 급격하게 분해되어 질소는 방출되고
SiO 로 환원된다. 따라서 EDS 분석에서도 1,500 ℃로
가열된 세라믹은 N의 피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시편표면이 산화되고 N이 가스화 되어 방출되므로
표면의 크랙을 유도하는 것은 1보에서도 언급한바와 같
다. SSN을 레이저 출력 800 W로 예열한 표면을 면분
석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기지부(substrate)에는
질소, 산소, 규소, 알루미늄 및 이트륨이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SEM에서 나타낸 경계이하는 조직적 변
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화층은 질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산소의 경우 기지에 분포된 양에
비해 산화부에 대량으로 존재하며 이는 앞선 EDS 분
석과 일치한다.Al 및 Y은 함유량이 극히 적어 관찰하
기 힘들었으나 표면으로 확산되어 기지의 비교적 고른
분포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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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열에 의한 SSN의 조직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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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레이저예열선삭의 메커니즘

보 보 보 및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레이
저 예열선삭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Fig. 4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 나타내듯이 표면에 얇게 규산염 유리층이
덮여있고 그 아래 육각봉상의 β-Si N 와 이를 서로 연
결하고 있는 비정질의 YSiAl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저 조사에 따라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YSiAlON
이 연화되면 질화규소 입자가 깨어지는 최성파괴에 의
한 절삭이 아니라 β-Si N 와를 둘러싼 질화규소를 연
결해주는 본드역할을 하는 YSiAlON의 점도가 감소하
여 질화규소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소성변형에 의한 입
계파괴가 일어난다. 온도가 충분히 상승되지 못할 경우,
입계가 충분히 연화되지 않아 절삭공구에 의하여 소성
변형에 의한 입계파괴가 아닌 질화규소 입자가 깨어져
떨어져 나가는 입내파괴로 절삭이 행해지게 된다. 입계
파괴에 의한 절삭의 경우 소성변형에 의하여 절삭력이
감소하여 공구의 수명이 증가하는 반면에 입내파괴의
경우 입자를 부러뜨리는 힘이 공구의 절삭력으로 요구
되어지므로 절삭력이 상승하고 공구가 부하를 많이 받
아 쉽게 마모되거나 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온
도를 상승시켜 소성변형에 의한 입계파괴를 유도하는
경우가 좋은 가공조건이다. 또한 절삭된 표면이 산화반
응에 의하여 경도가 저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
므로, 가공시 가공면의 가공 후 산화반응을 고려하여
레이저 출력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1 , 2 , 3

3

3

4

4

3.4 레이저예열선삭의 적용예

질화규소 세라믹은 고온에서 강도가 높고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의 특징으로 고온 및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
이 가능하다. 특히 엔진부품, 의료응용, 항공 및 해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주목을 받고

Silicate glass layer

YSiAION

43

있다. 하지만 제품가공에 있어서 높은 비용 및 긴 가공
시간을 요구하므로 여러 분야에서의 폭넓은 적용에 큰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했던 가공조건들
을 기준으로 비교적 레이저예열선삭에 유리하였던 SSN
시편을 사용하여 Fig. 5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형상
으로 가공을 시도하였다.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에 앞서
원하는 모양과 깊이까지의 일반적인 절삭가공은 물론이
고 홈바이트 가공 및 단면처리까지 여러 가지 기술에
적합한 레이저제어 및 가공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Fig. 5(A)는 계단형 가공을 Fig. 5(B)는 홈바이트 가
공, Fig. 5(C)는 단면처리 및 홈바이트 가공 등을 동
시에 사용한 복합가공을 Fig. 5(D)는 (C)의 단면처리
측을 보인다. 특히 Fig. 5(A)와 (B)는 1보, 2보, 3보
및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한 시편의 두께 즉
16mm의 직경을 가지는 SSN 시편으로 작업을 행한
예이고, Fig. 5(C)와(D)는 그 직경의 두배인 32mm
의 직경을 가지는 시편을 사용하여 가공하였다. 두께가
두꺼워져 시편의 예열에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았으나
보이는 바와 같이 양호한 가공결과가 얻어졌다. 본 적
용 예는 모두 레이저 조사부의 온도를 측정해 피드백
하여 고온을 유지하도록 레이저 출력을 제어하는 자동
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CNC를 통하여 원하는 가공의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산화
된 표면을 유발하였지만 양호한 레이저예열선삭이 가능
하였다. 따라서 질화규소세라믹의 경우 원하는 형상을
가공함에 있어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편표면을 국부적으
로 연화시킨다면 쉽고 저렴하며 빠르게 가공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질화규소 세라믹의 레이저예
열산석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

b

c

d

Plastic deformation

CBM
Cutting tool

β-Si3N4

Fig. 4 Schematic diagram of laser-assisted machin- 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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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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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examples of laser assisted
machining for SSN with various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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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질화규소 세라믹의 레이저 예열선삭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각 파라메타에 따른 절삭특성 및 절
삭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또한 여러 형상의 가공에
레이저예열선삭을 적용하여 보았다. 이는 세라믹의 가
공시간을 줄이고 부품의 다양한 형상화 및 가공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였다.

봉상의 β-Si N 와 이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비정질
의 YSiAlON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강도의 질화규소 세
라믹은 상온에서 CBN 공구로 절삭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나 레이저를 조사하여 시편을 예열하여 연화한
후 절삭하는 레이저 예열선삭이 가능하였다. 모재와 예
열부 및 절삭부를 관찰하고 레이저예열선삭 특성 및 조
후
기
직적 거동을 분석하여 레이저예열선삭 메커니즘을 규명
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기술 개발 산업인
“레이저 복합가공기 개발”과제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
었다.
신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NIPA-2010-C1090-102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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